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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존의 인공심폐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혈액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혈류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기구(balloon)형 인공심폐기 설계를 위한 구조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가상의 모형 인공심폐기 내에서의 혈류의 흐름패

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CFD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시스템의 작동원리는 막 산화기 주위를 기구를 사용하여 압

력하중을 인가하여 주기적으로 수축·이완되도록 하였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 함수 값은 sine 반주기와 sine

주기를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구형 인공심폐기를 설계할 경우 한 방향에 대한 혈류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구조적 해석을 하였다. 실험결과 CFD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인공심폐기의 입구와 출구에

서의 혈류의 속도와 압력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한 방향에 대한 혈류의 유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

은 CFD 시뮬레이션은 혈류의 흐름특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인공심폐기 설계에 있어서 최적화된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Abstract − In this study, we attempted a structural analysis in order to design a balloon type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that can induce blood flow without using blood pumps for the purpose of complementing the weaknes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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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isting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To analyze the flow characteristic of the blood flow within the virtual

model of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modeling method was used. The

operating principle of this system is to make the surface of the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keep contracting

and dilating regularly by applying pressure load using a balloon, and the ‘Time Function Value’ that changes according

to the time was applied by calculating a half cycle of sine waveform and a cycle of sine.waveform Under the assump-

tion that the uni-directional blood flow could be induced if the balloon type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was

designed as per the method described above, we conducted a structural analysis accordingly. We measured and analyzed

the velocity and pressure of blood flow at both inlet and outlet of the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through CFD

simulation. As a result of the modeling,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flow in accord with the direction of the blood

by the contraction/dilation. With CFD simulation, the characteristics of blood flow can be predicted in advance, so it is

judged that this will be able to provide the most optimized design in producing an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Key words: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FEM, Membrane Oxygenator, Balloon Pulsation, ECMO

1. 서 론

인공심폐기는 심장수술을 하는 동안 환자의 혈액순환을 유지시켜

주는 기계적 펌프 및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이다. 인공심폐기는

1972년 Hill 등이 처음으로 호흡부전 환자치료에 적용하였으며[1] 인

공심폐기의 하나인 체외 순환형 막 산화기(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ECMO)는 폐의 기체교환 장애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2]. 

현재 ARDS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ECMO의 경우 가스교환을 위

한 중공사 막의 배열을 다양하게 하여 가스교환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3], 그 외에 상대정맥과 하대정맥에 중공사

막을 삽입하여 장치를 단순화한 혈관 내 폐 보조 장치(Intravascular

lung assist device, IVLAD)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4-15]. 

ECMO와 혈관 내 폐 보조 장치와 같은 기존의 인공심폐기는 대

부분 롤러펌프를 사용하고 있다. 롤러펌프는 혈액이 들어있는 유연

한 튜브를 롤러가 누르면서 후방에서 전방으로 미는 힘을 이용하는

롤러방식으로 혈액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튜브가 접힐 때

튜브 내 혈액이 전진하지 못하여 순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단점을 가

지고 있다. 또한 인공심폐기 내에서 발생하는 주된 문제점들로 혈전

생성(thrombus formation)과 용혈현상(hemolysis)이 있으며, 주된 원인

은 혈류 내의 정체유동(stagnated flow) 또는 재순환영역(recirculating

flow)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balloon pump는 심실보조 장치중 하나인 대동맥 내 기구펌

프(Intra Aortic Balloon Pump ,IABP)에 사용되고 있다. 대동맥 내

기구펌프는 공기가 출입할 수 있는 특수한 기구(balloon)를 대동맥

내로 삽입한 후 심장박동에 따라 기구가 수축/이완됨에 따라 심장에

서 보내는 혈류량을 도와주는 일종의 심실보조 장치이다. 심장의 수

축기에는 기구가 수축되어 심장에서 몸으로 혈류를 흘려보내는 것

을 돕게 되고, 심장의 확장기에는 기구가 이완되어 혈관에 남아있는

혈액을 마저 몸으로 흘려보내게 된다. 이럴 경우, 심장에 두 가지 도

움을 주는데 하나는 기구가 이완되었다가 수축됨으로써 혈류저항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심장의 수축기에 힘이 덜 든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심장확장기에 기구가 이완됨으로 인해 혈관에 남아있는 혈

류를 추가로 보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롤러펌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심폐 수술시 혈액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기구를 사용하여 혈액(유체)의 흐름을 유발시켜 혈액의 흐름을 원활

히 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산소전달 및 이산화탄소의 제거를 할 수

있는 호흡 보조장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인공심폐기에 대한 혈류역학적 연구는 매우 드물

며, 주로 실험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구형 인공심폐기의 튜브 내 혈액 유동에 대한 혈류역학적 분석

은 인공심폐기의 설계에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호흡이 적절하지 않은 환자들을 위

해 체내·외에 부가적인 호흡 보조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기구를 사용한 박동형 호흡보조 시스템의 동적 모델을 CFD 해

석을 통하여 혈액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기구를 사용하여 혈액의 흐

름을 유발할 수 있는 Balloon형 인공심폐기 설계를 위한 구조적 해

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기구형 인공심폐기를 설계하기 위하여 크

게 2가지 형태의 모델로 설계하였다. 

Model 1은 기구의 박동주기를 sine반주기로 계산한 시간함수 값

을 적용하여 기구의 개수를 3개로 구성한 모델을 설계하였고, model

2는 기구의 박동주기를 sine주기로 계산한 시간함수 값을 적용하여

기구의 개수를 10개로 구성한 모델을 설계하여 모델링을 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동적 모델을 가정하기 위하여 혈액이 흐르는 튜브를

등방성 탄성체로 가정하였으며, 동적 거동의 지배 방정식을 계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ADINA software에서는 mixed displacement/

pressure에 기반을 둔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s method, FEM)을

사용하며, 혈액은 점성 비압축성 뉴우턴 유체(Newtonian fluid)로 가

정하였다[16,17].

기구의 수축과 이완에 따른 튜브 내 혈액의 자연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Fig. 1(a)와 같이 기구형 인공심폐기에 대한 설계 모델과 기

구의 박동주기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2차원 유체-구조 상호작용 모

델을 사용하여 인공심폐기 안에서의 혈액의 흐름특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유한요소법에 기반을 둔 상용 소프트웨어인 ADINA(ADINA

R&D, Inc)를 이용하여 구조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연성해석을 위한

튜브의 구조모델은 ADINA-Structure에서 모델링하였고 특정 두께

를 가지는 튜브를 모사하였으며 튜브가 기구에 의해 수축·이완될

때 각 구간의 튜브의 변형이 다른 구간의 튜브에 영향을 주지 않도

록 각 구간을 고정하였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튜브의 변형에 대한

구조모델을 모사하기 위하여 dynamics-implicit type으로 설정하였

고, 혈액의 유동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transient type으로 설정하

여 CFD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유체-구조 연성해석(FSI)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은 3D 형상의 모형에서 단면만을 고려하

여 2-D planer flow(2차원 평판흐름)로 단순화 시켜 유체-구조 상호

작용 문제만을 고려하였다. 그 이유는 혈관에 끼워지는 유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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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고무관으로 무한한 평판형태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Fig.

1(a)에서 3부분으로 나누어진 튜브는 반복운동으로서 ①→②→③

순서로 기구에 의해 주기적 수축·이완되면서 입구(inlet)에서 출구

(outlet)로 혈액을 밀어주어 자연스러운 혈액흐름을 발생하도록 하였

다. 기구의 수축·이완작용에 의해 유발되는 튜브의 변형을 근사화하

기 위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외압을 튜브의 표면에 부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하여 튜브의 길이를

더 연장하고 구간을 세분화하여 Fig. 1(b)와 같은 기구형 인공심폐

기에 대한 모델을 설계하였다. 그 이유는 튜브가 수축되어 있는 구

간보다 열려있는 구간으로 혈액을 밀어낼 때 생기는 압력을 감소시

키고자 하였다. 튜브의 입구와 출구 방향은 개방상태로 모델링하였고

, 초기상태에서 출구 방향의 유속은 ‘0’ 으로 설정하였다. 기구형 인

공심폐기 내의 자연스러운 혈류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튜브에 가

해지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하중-시간함수(load-time function)를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중-시간함수는 최종적으로 하중 강

도(pressure magnitude)와 시간 함수 값을 곱한 값이 적용된다. ADINA

software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재료모델의 경우 각 스텝에 적용

되는 하중의 강도와 동적 해석을 설정한다. 이와 같은 경우 시간은

‘real’ 변수이며 각 시간 스텝의 증가가 동적 분석의 운동방정식의

실제 적분 값으로 적용되어진다. 체내에서 순환되는 혈액 흐름의 파

형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는 정상상태가 아니라 심장의 수축 및

이완 작용으로 인하여 주기성을 갖는 매우 불규칙한 맥동파형

(pulsatile wave form)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튜브 내의 유체의 속도분포는 맥동유동인 경우로

가정하였으며, 적절한 하중-시간함수를 도출해 내기위하여 기구에

의해 주기적 수축·이완이 되는 각 구간별 튜브의 상관관계를 고려하

여 계산하였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 함수 값은 다음 식으로

부터 sine 반주기와 sine주기를 계산하여 각각 model 1과 model 2

에 적용하였다.

Fig. 1의 (a)와 (b)는 기구에 의해 반복적으로 수축·이완되는 기구

의 한 주기는 0.6초로 하였으며, 각 구간의 튜브가 압력하중을 받는

시간차는 0.1초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기구의 수축·이완작용에 의한

튜브의 변형을 주기 위해 부가한 외압의 크기는 P=5.0×103N/m2로

설정하였다. 

Fig. 3의 (a)와 (b)는 각각 model 1과 2에서 기구가 수축할 때의

유한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Model 1의 튜브내경은 30 mm, 튜브의

두께는 2 mm, 길이는 190 mm로 설계하였다. 요소크기는 5 mm 간

격으로 분할하였고, 셀(Shell) 요소의 개수는 구조모델 760개, 유체모

델 2,850개로 총 3,610개로 하였다. Model 2의 튜브내경은 60 mm,

튜브의 두께는 5 mm, 길이는 540 mm로 설계하였으며, 요소크기는

5 mm 간격으로 분할하였다. 셀 요소의 개수는 구조모델 216개, 유

체모델 648개로 총 864개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혈액에 대해

서는 비압축성 뉴우턴 유체로 가정하였으며 점성은 µ=0.01 kg/m·s,

밀도는 ρ=1,000 kg/m3로 하였으며, 튜브의 young’s modules은

E=5.0×106 kg/m3, Poisson's ratio는 ν=0.45, 그리고 밀도는 ρ=4.0×

103kg/m3로 하였다. 기구의 수축·이완작용에 의해 인공심폐기 내에

서 한 방향에 대한 혈류의 흐름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모델화된 model 1과 2의 입구와 출구 방향에서 혈액의 흐름 속

도와 압력을 측정하였다. 실험은 하중-시간함수의 시간 함수 값이

sine 반주기(model 1)일 때와 sine 주기(model 2)일 때를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4에서 (a)와 (b)는 시간 함수 값이 sine 반주기일 때 model 1

에서의 속도벡터와 압력분포의 CFD 모델링 결과이다. 시간에 따라

수축·이완되는 기구에 의한 튜브의 변형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f t( ) f
*

t( ) wt φ+( )sin•=

Fig. 1. The dimensions of balloon type model. (a)The dimension of

model 1, (b)The dimension of model 2.

Fig. 2. Time Function Values Graph. (a)Time function in half cycle of sine, (b)Time function in cycle of 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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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혈류는 출구방향으로 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에서 (c)와 (d)는 시간 함수 값이 sine주기일 때 model 2에

서의 속도벡터와 압력분포의 CFD 모델링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Model 1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튜브가 수축·이완이 주기적으로 작

동할 때 혈액(유체)의 흐름 진행이 역방향으로 발생하였던 역류현상

은 model 2에서 다소 완화되었다. 

Fig. 3. Finite elements of balloon type model. (a)Finite elements of model 1, (b)Finite elements of model 2.

Fig. 4. CFD modeling results. (a)Velocity vectors at model 1, (b)Pressure distribution at model 1, (c)Velocity vectors at model 2, (d)Pressure

distribution at 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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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에서 (a)와 (b)는 model 1에서 입구와 출구부분의 혈류 속도

와 압력을 측정한 결과이다. 기구 1,2,3이 순차적으로 수축하여 기

구 3이 수축하는 시점인 0.3초까지는 입구보다 출구부분에서 혈류

속도와 압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입구부분에

서 출구부분으로 혈류의 흐름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구 1과 기구 2가 이완하고 기구 3이 수축하는 시점인

0.4~0.5초 사이에서 출구부분보다 입구부분에서 혈류속도가 높게 나

타났으며, 압력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구에 의해

튜브가 매우 큰 가속도로 이완되기 때문에 튜브가 수축되어 있는 구

간보다 이완되어 있는 구간으로 혈류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튜브가 수축·이완 될 때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혈류가 흐르게 되어

역류현상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는 sine 반주기로 계산한 시간 함

수 값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구 1이 수축하는 시점인

0.6초와 1.2초에서는 입구부분에서 혈류의 속도가 순간 매우 높게 나

타났다. 이는 기구 1이 수축할 때 기구 2,3이 완전히 이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구 1이 수축함에 따라 튜브가 수축되면서 입구

쪽으로 혈류의 속도가 크게 형성되지만 입구 쪽으로 흘러간 혈류는

와류흐름을 형성하며 혈류의 속도가 이내 입구 반대쪽으로 편향되

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5에서 (c)와(d)는 model 2에서의 입구와 출구부분의 혈류 속

도와 압력을 측정한 결과이다. Model 2는 model 1보다 기구의 수가

많고 튜브의 길이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중간부분에 위치한 기구 6

이 수축하는 시점인 0.6초 이전에는 출구부분의 혈류의 압력이 크게

높지 않았으나 입구부분 보다는 혈류의 압력이 높게 나타났다. 기구

가 순차적으로 수축하여 기구 7이 수축하는 시점인 0.7초 이후 기구

1과 기구 7, 기구 2와 기구 8, 기구 3과 기구 9는 같은 주기를 가지

며 수축·이완하며, 이러한 흐름패턴은 model 1보다 model 2에서 와

류형태의 흐름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에서는 기구가

수축·이완되는 시점에서 출구보다 입구부분에서 속도와 압력이 높

게 나타난 반면, model 2에서는 전반적으로 입구보다 출구부분에서

혈류 속도와 압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구의 수를 증가 시켜 구

간을 더 세분화시킴에 따라 튜브 이완 시 튜브 양쪽의 전단응력의

크기를 줄 일 수 있었다. 이는 sine 주기로 계산한 시간 함수 값과 연

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혈류의 속도와 압력이 입구보다 출구부

분에서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한 방향에 대한 혈류의 흐름이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기구가 1부터 10까

지 순차적으로 수축·이완됨에 따라 튜브 내 혈류의 자연흐름이 발생

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시간 함수 값을 sine 반주기와 sine 주기로 계산하여 적

용한 model 1과 2에서의 혈류 유동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튜브의 이완 시 튜브 입구와 출구의 전단응력의 크기는 model 1

보다 model 2에서 작게 나타났으며, model 1에서 관찰되었던 역류

Fig. 5. Analysis results of balloon type model. (a)velocity at model 1, (b)Pressure at model 1, (c)Velocity at model 2, (d)Pressure at 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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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model 2에서는 입구에서 출구 방향으로 혈류의 자연흐름이

발생하여 역류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공 심

폐기에 적용하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혈류의

자연흐름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혈액 상호간의 충돌로 인하여 혈액

의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구형 인공심폐기 설계에 대한 구조적 해석결과 model 1보다

model 2가 인공심폐기 모형으로 보다 적당하고 판단된다. 그 이유

는 기구에 의해 수축·이완되는 튜브의 입구와 출구 압력은 튜브의

길이를 연장하여 기구의 수를 증가 시켜 구간을 더 세분화함으로서

역류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전단응력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중-시간함수의 적절한 시간 함수 값을 다양

한 케이스의 수치해석을 통해 도출해 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CFD

시뮬레이션은 혈류의 유동특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

심폐장치의 설계에 있어서 활발히 적용될 수 있는 해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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